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질금

속을 접합할 수 있는 초음파 금속용접기용 트랜스듀서를 개발

하였다 개발된 트랜스듀서는. 35kHz의 공진 주파수의 특성을

갖게 설계하였으며 트랜스듀서 플랜지의 종축변위가 최소가 되

도록 설계하였다. 볼트체결형 트랜스듀서는 결속력에 따라 기

계적 Q값이 변동되어 출력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특성.

실험을 통하여 트랜스듀서에 대한 체결토크를 최적화하였다.

서 론1.
최근 초경량 자동차 산업에서 경금속을 이용한 차량 생산이

연구되고 있으며 전자부품 접합에 기존의 납을 이용한 생산이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따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연질 금속을 접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용접기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초음파 금속 용접기는 초음파 대역에서 전

기에너지를 진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미세한 진동을 금속용접에

이용될 수 있게 증폭한 다음 기구부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밀

착, 진동함으로 순간적이고 접합 특성이 우수한 용접을 가능하

게 한다. 초음파 금속용접은 접합 대상 체 이외의 추가적인 보

조 요소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

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기존의 연질금속 접합은 납을 이용

한 방법이 대부분이며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방

법이었고 전기전도 및 열전도 특성이 좋지 않았다.

초음파 금속 용접기는 효율과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작에 고도의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고 기계, 물리,

재료, 전기, 제어 등 복합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고성능의
용접기 제작이 쉽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에너지를 진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초음

파 금속 용접기의 핵심요소인 트랜스듀서 개발에 유한요소법

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고 트랜스듀서 형ANSYS
상 디자인에서 고압부의 안전 덮게 거치와 지지부를 위한 플랜

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종진동이 최소의 변위가 되게

설계하였다 트랜스듀서 구성 요소의 결합은 클램프 볼트로 결.
속되며 트랜스듀서의 요소가 최적의 결속력으로 결합될 수 있

도록 체결토크의 특성을 시험하고 제작된 트랜스듀서가 35kHz
의 주파수에서 고유공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 초음파 금속용접기 설계 및 제작

2.1 초음파 금속용접기의 구조

압전 소자는 공진 주파수 부근의 극히 좁은 영역에서 그림

과 같은 등가회로로 나타내어진다 여기에서 직렬 공진변1 . L,
은 압전 소자의 공진을 나타낸다 또 병렬 공진변의 콘덴C, R .

서 c d는 유전체로서의 압전 소자의 전기 용량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이 회로의 직렬 공진 주파수. ω s는

ω s= 1/ CL ( 1 )

로 된다. 또 병렬 공진 주파수 ω P는

ω P= 1/ L ( C ∙C dC+ C d ) ( 2 )

로 된다. 단, ω= 2 π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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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압전 세라믹의 등가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piezoelectric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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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트랜스듀서의 구조와 증폭 및 응력특성2
Fig. 2 Structure of transducer, characteristics of amplitude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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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음파 금속 용접기 트랜스듀서 구조3
Fig. 3 Transducer structure of ultra sonic metal welder

그림 에서와2 같이 초음파 금속용접기 기구부의 구조는
전기에너지를 진동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트랜스듀서와 미세
진동에너지를 증폭해주는 부스터 그리고 접합 물을 직접
가압하여 진동을 인가해 주는 혼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은3 본 논문에서 제작할 금속용접기용 트랜스듀서이다.

압전소자를 결합할 금속은 타이탄늄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압전소자는 후지세라믹 C203 2매를 사용하였다 링형 압전체.

사이에 전극 판이 위치하며 금속부 A, B가 클램프 볼트를
이용하여 압전체 양면에서 강하게 결속한다. 트랜스듀서의
전체 길이는 λ/2(λ는주기)로 설계한다.

2.2 유한요소법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제작할 트랜스듀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형상을 설계하고 종진동, 횡진동,

비틀림 등의 Mode가 나타나는 Modal 해석을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석은 1/4 Modal 해석을 통해 주파수를
추종하였다.

그림 4와 같이 각 물질은 여러 주파수에서 고유공진
주파수를 가지며 각각의 공진주파수 영역에서 종진동,

횡진동의 진동특성으로 기계적 진동변위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4의 (A)는 공진주파수가 35kHz에서
종진동의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B)는 40.30kHz에서 종진동,

횡진동과 비틀림 진동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림 의4 (A)와 같이
35kHz의 영역의 주파수에서 요구되는 종진동의 특성과 그림
5는 트랜스듀서에 안전을 위한 보호덮개를 장착하거나 지지부
역할을 담당하는 플랜지를 최소 변위가 되도록 고려하여

( A ) ( B )

그림 유한요소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주파수 별 시뮬레이션4
Fig. 4 Each frequency simulation by FEM

그림 플랜지 변위 최소화를 위한 시뮬레이션5
Fig. 5 Simulation for more less variation of flange

35kHz의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 조건들 중에서 최적의
형상을 선택하여 트랜스듀서를 디자인 하였다. 플랜지가
횡진동 만을 가지는 주파수 특성을 가져야 하며 종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고 플랜지 부분이 파괴될 수
있다 그림. 5는 34.45 kHz에서 종진동이 강하게 일어나
플랜지가 기준점에 대해서 길이 방향으로 변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가청 주파수대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일어나게 된다.

트랜스듀서의 체결토크 특성 실험2.3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듀서의 형상에 맞는 지그를 제작하고
Tonnichi 1400CL-MH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체결토크를 400

[kgf·cm] ~ 1,400 [kgf·cm 까지] 변화시켰다. 트랜스듀서에서
볼트를 이용하여 압전체를 결속할 때 볼트의 체결토크에 따라
그림 6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400 [kgf·cm 에서] 1,000

[kgf·cm 까지 일정하게 주파수와 기계적 가 상승을 하고] Q 1,200

[kgf·cm 를 정점으로 포화된 특성을 보였다] .

일반적으로 압전 세라믹스의 기계적 강도는 압축력에 대한
내성이 인장력에 대한 내성 보다 훨씬 강하다. 이 때문에
압전체의 볼트에 의한 체결토크를 적정화함으로써 매우 커다란
진동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력 초음파의 발진에는 공진 시 진동자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강한 공진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압전 세라믹스의 두께는 인가 전기절연 파괴 전기장
10~50[kV/cm]와 항전기장 4~15[kV/cm] 이하로 되도록 설정된다.

A: 400 [kgf·cm], B: 600 [kgf·cm]

C: 800 [kgf·cm], D: 1,000 [kgf·cm]

E:1,200 [kgf·cm], F: 1,400 [kgf·cm]

그림 트랜스듀서의 체결토크 특성곡선6
Fig. 6 Characteristics wave for press of tigh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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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로토타입 트랜스듀서 특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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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토타입 트랜스듀서의 어드미턴스 측정 그래프7
Fig. 7 Measurement graph of prototype transducer

그림 트랜스듀서의 길이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8
Fig. 8 Resonance frequency graph for length variation of transducer

그림 7은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얻어진 수치를
토대로 제작한 프로토타입의 트랜스듀서를 Impedance Analyzer

(HP 4294A)로 공진 특성을 측정하였다.

로 표현된 그래프는AnsysY 800[kgf·cm 로 트랜스듀서를]

결속하고 차 가공을 하여 측정된 주파수이며 의1 34.85 kHz

특성을 보였다 는 정밀가공을 통해 의. PrototypeY 35.09 kHz

주파수 특성을 확인하였다.

가공 조건에 따라 공진주파수가 34.85 kHz ~ 35.09 kHz

사이에서 측정되었다. 본 결과는 시뮬레이션 예측 수치와
유사하나 가공과정 중 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여분의
길이를 2차 가공을 통하여 해결한 것이다.

그림 은 그림 의 면에 대한 전체 길이 변화에 따른8 3 A

유한요소법 해석과 실측의 공진주파수 차이를 보여준다.

트랜스듀서의 길이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율이 다르므로
제작 후 적절한 길이로 가공함으로써 다음 그림 와 같은9

결과를 얻었다.

그림 은 차 가공을 통해 얻어진 트랜스듀서를 무부하 상9 2
태에서 로 측정한 그래프이Impedance Analyzer (HP 4294A)
다 의 주파수에서 직렬공진이 되었다. 35.09 kHz .

그림 와 위상 그래프9 Admittance
Fig. 9 Admittance and phase graph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초음파 금속용접기용 의35 kHz 특성을 가진 트랜스듀서를 시

뮬레이션 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트랜스듀서 플랜지의 진동특성

을 도출하여 설계 최적화에 활용하였다. 해석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된 트랜스듀서는 요소 간 결합력에 따라 기계적 Q가

변화됨을 확인하였으며 체결토크를 800 [kgf·cm]으로 설정하여

실재 가공된 금속용접기용 트랜스듀서는 35 kHz의 고유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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